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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규모 자상거래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고객 물류 정보를 리하지 못하고 일로 

리한다. 일로 리되는 데이터는 자료 형식의 차이로 업체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일로 리되는 고객 물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

여 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JSON을 이용한 고객 물류 리 시스템을 제안하

여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시스템은 각 고객 물류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한 스키마를 생성하고, 새로운 스키마에 맞게 기존 데이터를 처리 과정을 거쳐 통

합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리한다. 제안된 시스템을 사용하면 일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장되어, 업체별로 리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리할 수 있다.

1. 서론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되면서  

체계 인 리를 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자상거

래 분야에서도 고객의 정보와 주문정보를 리하기 해

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기 때문에, 업체의 업무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스키마와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1]. 이

러한 경우 간 유통 리자는 물류의 흐름을 악하기 

해서 업체별로 리되는 시스템에 근하여 내용을 

악하기 때문에 업무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 으

로 처리되게 된다. 이 때 발생되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 데이터베이스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규모 물류 리 기업에서는 사 자원 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를 이용하여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업과 구매, 재고 등 경 활동 로세스를 통

합 으로 연계해 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기업에

서는 비용 부담으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

어 회사 운 에 필요한 고객물류 데이터를 일에 수작업

으로 리하는 경우가 많다[2]. 일로 리되는 정보는 

여러 사람이 작업하거나 여러 업체의 정보를 체계 으로 

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일로 리하여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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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생산성 하의 문제를 해결

하기 해 JSON을 이용한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

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자상거래 업체에서 리하는 고객물류 데이터를 분석하

여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고객물류 데

이터 일을 JSON로 변환한다. 변환된 JSON은 통합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여 리한다[3].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여 통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통일된 규격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로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JSON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

한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의 구조와 각 모듈별 기

능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구 결과와 통합 데이터베이스

의 스키마를 소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데이터베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 통합은 정보처리 분야의 증가하는 복잡성

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다수의 시스템 상에서 분산 운

되고 있는 자료의 복 제거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사용한다.

  각 기업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운 함으로써 

기업들 사이의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호환을 이루지 못하

여 데이터베이스 통합하기 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

존의 연구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해 많은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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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데이터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4][6].

2.2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JSON은 로그래  언어에 독립 인 텍스트 기반의 데

이터 교환 형식이다. 이 형식은 ECMAScript 로그래  

언어 표 에 토 를 두고 있으며 key/value 형태의 으

로 이루어진 구조  데이터의 표 을 정의한다[5].

  JSON은 로그래  언어와 랫폼에 독립 이므로 C, 

C++, C#, Java, JavaScript, Perl, Python 등 부분의 

로그래  언어를 지원하여,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

를 교환하기에 합하다. 한 문법 규칙이 엄격한 XML

을 사용할 때보다 수월하고 가볍고 손쉽게 데이터를 처리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3.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

3.1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도

식화한 것이다.

(그림 1)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조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은 스키마 설계 모듈과 

데이터 처리 모듈로 구분된다. 고객 물류 데이터는 일 

형태이다. 스키마 설계 모듈은 데이터 구조 추출, 데이터 

구조 분석, 데이터 구조 JSON 표 , 스키마 설계 단계로 

진행된다. 데이터 처리 모듈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JSON 

변환, 데이터 처리, 데이터 장의 단계로 진행된다. 스

키마 설계 모듈은 고객 물류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를 분

석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설계하고, 데이터 

처리 모듈에서 고객 물류데이터를 입력 받아 통합 데이터

베이스에 장한다.

3.2  스키마 설계 모듈

  스키마 설계 모듈에서 데이터 구조 추출 단계는 여러 

업체의 고객 물류 데이터 일에서 애트리뷰트를 추출한

다. 데이터 구조 분석 단계는 추출된 애트리뷰트명은 다르

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애트리뷰트를 공통된 애트리

뷰트로 정의된다. 데이터 구조 JSON 표  단계는 공통 

애트리뷰트를 기 으로 업체명을 key, 애트리뷰트를 value

로 표 한다. (그림 2)는 생성된 JSON 형식으로 표 한 

결과이다. 생성된 JSON은 스키마 설계 단계와 데이터 

JSON 변환 단계에서 입력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스

키마 설계는 각 JSON 일에서 공통으로 갖는 애트리뷰

트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 테이블과 업체별로 고유한 애트

리뷰트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한다. 

(그림 2) 데이터 구조 JSON 표  결과

3.3  데이터 처리 모듈

  데이터 처리 모듈의 데이터 입력 단계는 고객 물류 데

이터 일에서 고객의 상품 주문정보를 입력받는다. 데이

터 JSON 변환 단계는 입력 된 데이터를 스키마 설계 모

듈에서 생성된 결과를 key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value로 

하여 JSON 형식으로 변환한다. (그림 3)는 입력받은 고객 

물류 데이터 일을 JSON 형식로 변환한 결과이다.  변

환 된 JSON은 데이터 처리에서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각 업체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형

식을 일 된 형식으로 처리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장 단계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림 3) 물류 데이터 JSON 변환 결과

  데이터 처리 모듈의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데이터 형

식 변환의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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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로세서 Intel i5

메모리 8GB RAM

네트워크 200MB/s

S/W
운 체제 Window 10

라이 러리 xls-to-json, json-simple

<표 1> 시스템 구축 환경

① 데이터 형식 일치 정책 수립

  같은 애트리뷰트명을 가지지만 데이터가 표 되는 방식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통일된 기 을 정하여 데

이터를 일 된 방식으로 표 한다. 를 들어, 번호를 표

하는 방식에 있어 010-1111-2222 같이 ‘-’로 번호를 나

어 표 하는 경우와 01011112222와 같이 숫자로 쭉 나

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둘 에 하나로 번

호를 표 하는 방식을 지정하여 애트리뷰트를 일 된 방

식으로 표 한다.

② 자료를 구성하는 애트리뷰트의 개수가 다른 경우

  기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하나의 자료를 장하기 한 

애트리뷰트 수를 다르게 설계한다. 하나의 내용을 세부화

하여 여러 애트리뷰트에 나눠서 장하거나 반 로 여러 

내용을 하나의 애트리뷰트에 합쳐서 장하는 경우이다. 

를 들어, 주소를 표 할 때 필요에 의하여 ‘ 주소’, ’상

세주소’, ’우편번호’ 등으로 나 어서 장하는 경우와 하

나의 애트리뷰트에 주소를 한꺼번에 장하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처리 효율성을 단하여 통일

된 방법으로 애트리뷰트 수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③ 불필요한 자료 삭제

  데이터를 일 된 방식으로 표 하기 하여 필요한 내

용만 간추리거나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해 

장된 데이터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를 들어, 상품의 옵션을 나타내는 ‘★한정특가★고구마 

샐러드1kg’에서 ‘★한정특가★’와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를 

제거한 후 ‘고구마’라고 표 할 수 있다.

4. 구 결과

4.1  구  환경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 환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4.2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여러 기업의 고객 물류 데

이터의 애트리뷰트  같은 의미를 가지나 다른 애트리뷰

트명을 가지는 애트리뷰트들을 기 을 정해 한 가지 애트

리뷰트명으로 통일시켜 표 한다.

  다음 <표 2>는 기업의 고객 물류 데이터에서 공통 애

트리뷰트를 추출한 결과이다. 각 기업에서 “받는분 이름”, 

“받는 사람”, “수취인 이름”으로 표 한 애트리뷰트는 “수

취인 명”이라는 공통 애트리뷰트로 정의하 다.

공통 A기업 B기업
수취인명 받는분 이름 받는 사람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 주소
핸드폰번호 받는분 휴대폰1 전화번호1
자택번호 받는분 휴대폰2 전화번호2
주문번호 주문번호 주문번호

수량 구매수량 개수
옵션명 옵션명 옵션

배송메시지 배송메시지 배송메시지
상품명 상품명 상품이름

주문자명 구매자이름 주문자명
X 합포장번호 업체상품코드
X 배송비유형 상품코드

<표 2> 공통 애트리뷰트

  3개의 기업을 고객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된 통

합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가)는 

공통 3개의 기업이 공통 인 요소를 찾아서 생성한 공통 

스키마 이다. (나), (다)는 각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애트리뷰트로 구성된 스키마이다.

(가)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공통 스키마

(나)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A기업 고유스키마

(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B기업 고유스키마

(그림 4)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조

4.3 시스템 화면

  (그림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한 순서도

이다.

(그림 5) 체 시스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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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 물류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이때, 고객 물류 데이

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Excel 형식의 일이다.

② 데이터 스키마를 분석하여 서로 다른 고객 물류 데이

터 구조의 공통 애트리뷰트들만을 모은다.

③ 입력으로 받은 고객 물류 데이터 구조를 (그림 2)와 같

이 JSON 형태로 변환한다.

④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그림 4)와 같이 설계한

다. 

⑤ 고객 물류 데이터를 (그림 3)과 같이 JSON 형태로 변

환한다.

⑥ 데이터 형식을 일치시키고, 자료를 구성하는 애트리뷰

트의 개수가 다른 경우 통일시키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한다.

⑦ 처리 과정을 거친 JSON을 데이터베이스에 장을 

한다. 이때, 통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포함되지 못하는 

애트리뷰트들은 (그림 4)의 (가), (나)와 같이 고유의 데이

터베이스 스키마에 따라 장한다.

4.4 구  결과

  (그림 9)은 제안된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의 구

 결과이다.

(그림 9) 고객 물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  결과

  고객 물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스키마 설계 모듈과 

데이터 처리 모듈을 거쳐 생성된 통합 데이터베이스 결과

를 (그림 8)과 같이 웹 페이지에 구 하 다.

  결과 화면의 첫 번째 테이블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공

통 스키마에 따른 데이터로 이루어져있고, 두 번째 테이블

은 각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의 고유 스키마에 따른 데이터

로 이루어져있다.  

5.  결론

  소규모의 기업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어 회사 운 에 필요한 작업을 

Excel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과 생산성 

하의 문제 이 존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서 오

는 비효율성과 생산성 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

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자동화 시스

템을 구 하 다. 그 결과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기존 작업 

방식에서 Excel 일만 입력하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얻을 수 있는 작업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모듈의 자동화 범

를 인터넷 자상거래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뿐 아니

라 다양한 사이트들의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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